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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스러운 연기
Holy Smoke (1999)
감독제인캠피온

출연케이트윈슬렛, 하비케이틀, 

팜리어

이미호주에서촬 에들어간제인캠

피온의 신작 <성스러운 연기>는 광적

인신앙의세계로빠져들어가는한여

성의이야기이다. 그녀는이종교적인

집단의 지도자를 예찬하고 숭배한다.

그녀는 그에게 완전히 사로잡혀버린

다. 케이트윈슬렛이여주인공을맡고

있으며, 그녀가 빠져드는 이 집단의

지도자는하비케이틀이다. 하비케이

틀은 이로써 <피아노> 이후 두번째로

제인캠피온과만나는것이다. 

폴토마스앤더슨신작<마그놀리아>
폴 토마스 앤더슨은 아마도 90년 미국 화 속에서 타

란티노와 적할수있는유일한감독일것이다. 그의데

뷰작 <리노의 도박사>는 진정, 그 일련의 유행으로부터

벗어나 자신만의 인장을 찍은 첫번째 화이다. 만약

화 속에 데이빗 마멧과 마틴 스콜세지를 하나로 합친다

면? 이것은그야말로시적인실존주의로가득찬, 아버지

에 한그리움의 화이다(또는왜그아들은이렇게못

날까?). 70년 포르노그라피 산업의 현장으로 들어가,

그속에서의붓가족들사이의관계를이끌어내는<부기

나이트>는 <리노의 도박사>에 한 반쪽의 반 이다. 그

러나이수많은의미의겹침과자장들로이루어진두편의

화는 서로 닮아있으며 또한 너무 달라서 우리를 종종

헷갈리게만들었다. 전혀다른방향으로부터온 화광의

감수성으로충만한이두편의 화는90년 미국 화의

새로운작가탄생을예감케했다. 그리고이제그의세번

째 화가시작된다. <목련꽃>. 뉴라인에서제작을맡기

로한이 화는6개의다른이야기들이나열되는옴니버

스 화이다. 각각의 이야기들은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

또하나로모인다. 여기에는부모와자식, 사랑과고독에

관한(폴 토마스 앤더슨적인!) 주제들이 펼쳐질 것이다.

그런데여기, 이제막스탠리큐브릭의<아이즈와이드샷

>으로부터풀려난톰크루즈가출연의사를밝혔다. 톰크

루즈는런던에서<아이즈와이드샷> 찰 현장을방문한

폴토마스앤더슨으로부터이이야기를듣고출연을결심

했던것(최종적인계약에앞서톰크루즈는이 화에한

해서만특별히장면당출연료를받는데동의했다). 톰크

루즈이외에<파고>의윌리암H 메이시를비롯하여폴토

마스앤더슨과<리노의도박사> 이후계속되는파트너쉽

을공유하고있는필립베이커홀, 존C 라일리등이출연

하는이 화는99년1월부터촬 에들어갈예정이다.

��HOLLYWOOD��

폴토마스앤더슨의두번째 화<부기나이트>

노팅 힐
Notting Hill
감독로저미첼

출연스티븐도프, 보노, 엣지, 

래리멀렌, 아담클레이튼, 로렌홀리

어제가 오늘 같고, 오늘이 내일 같은

단조롭기 그지없는 하루하루를 살아

가는 서점 주인. 어느날 그의 가게에

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배우가 들

어온다. 뚜벅뚜벅 문을 열고 들어와

그녀가 그에게 키스를 하는 순간, 그

의 인생은 바뀌어버린다. 이 환상적

인 로맨틱 코미디에 가장 적격인 주

인공은? 서점 주인은 휴 그랜트, 그

유명한 여배우는 물론 줄리엣 로버

츠다. 

뜰
The Yards
감독제임스그레이

출연엘렌번스틴, 제임스칸, 

마크월버그, 페이더너웨이

<리틀 오뎃사>의 그 놀라운 등장 이

후 제임스 그레이는 그 동안 어디에

있었던걸까? 드디어그의신작소식

이 들려온다. 이름하여 <뜰>. 미스테

리이며스릴러인이 화의시나리오

는 제임스 그레이 자신과 감독겸 시

나리오 작가인 맷 리브스(재기발랄

한 데뷰작 <폴비어러>로 깐느 주목할

만한 시선에서 만난 바 있는)가 공동

작업했다. 우리는 비로소 그 동안의

기다림을보상받을때가된것일까? 

마음의 정열
Passion of Mind
감독알랭베를리네

출연데미무어, 

스텔란스카스가드

<나의 장미빛 인생>으로 데뷰한 알랭

베를리네의 신작 <마음의 정열>에서

데미무어가1인2역을맡는다. 그녀

는 프로방스 지방에 살고 있는 시골

아낙네이며또한뉴욕의한출판사에

근무하는편집장이다. 한편에서그녀

는 남편 없이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

팍팍한삶의과부이고또한쪽에서는

미망인이다. 이두가지삶중무엇이

진실일까? 스텔란 스카스가드가 함

께출연한다. 

햇빛의 향기
The Taste of Sunshine
감독이스트반자보

출연랄프파인즈, 윌리암허트, 

데보라웅거, 제니퍼얼

지난 6월 중순부터 부다페스트에서

촬 에들어간이스트반자보의신작

<햇빛의 향기>는 헝가리에서 살아간

한유태인가족의3 에걸친서사시

이다. <메피스토>의 스트반 자보가

희곡작가 이스라엘 호로비츠와 공동

으로 각본을 쓴 이 화에서 랄프 파

인즈는그3 의모습을동시에연기

하는 1인 3역을 맡고 있다. 그외 윌

리암 허트, 라켈 와이즈, 제니퍼 얼

등이출연한다.   

응시자의 눈
Eye of the Beholder
감독스티븐엘리엇

출연이완맥그리거, 애슐리쥬드, 

K D랭, 쥬느비에브뷔졸드

<프리실라>와 <웰 컴 투 웁웁>(이 두

화는 모두 깐느 경쟁부문에 초청되

었다)의스티븐엘리엇이이완맥그리

거와 함께 새 화를 찍는다. <응시자

의 눈>이라는 기이한 제목의 이 화

는 마크 범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

스릴러이고, 무엇보다도 코미디이다.

애슐리 쥬드와 캐나다의 레즈비언 가

수겸배우K D 랭, 쥬느비에브뷔졸드

등이 가세하는 호주의 컬트 시네아스

트의새로운침공. 


